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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VID-19의 확산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없이 비대면((Untact) 수업을 시행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 관련 학습자와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비대면(Untact) 수업을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FGI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
다. 분석 결과 강의 촬영을 통한 동영상 수업, PPT 기반 동영상 전환이 비대면(Untact)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학습자들도 이 두 유형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교과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수자들을 위해 비대면(Untact) 수업 교수법 지원과 매체 제작 및 장비 조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지속적교육품질관리(CQI)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과목의 특성에 적합한 비대면(Untact) 수업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비대면, 운영 실태, 개선 방안, 세무회계, 실시간 수업, 지속적교육품질관리
Abstract  The spread of COVID-19 has caused confusion in the education field as it has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untact classes without preparation. The purpose of study is to find ways to 
effectively design and operate untact classes for tax accounting department. The survey and FGI were 
conducted on professors and learners. As a result, video classes through lecture shooting and 
PPT-based video conversion were the most utilized. Students prefer these two types most, because they 
can learn repeatedly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or video 
classes that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upporting for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is needed, and for professors, teaching support for untact classes and education on 
equipment manipulation is needed.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for untact classes should be 
overhauled. In the future, in-depth research is needed to various majors, this will help find ways of 
untact class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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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시

작해서 COVID-19로 끝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엄청
난 전파력을 지닌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
다. 그간 인류가 쌓아온 제도와 문화는 서로의 만남과 소
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술의 진보 덕분에 교류의 속
도 또한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빠름은 좋고 나쁘고를 구
분하지 않으니, COVID-19도 삽시간에 확산되어 전 세
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간 학교 교육은 대부분 대면 수업을 전제로 설계되
었다. 일부 강좌에서 선택적으로 동영상 수업을 하였지
만, 대면-비대면(Untact)의 구분이 의미 없을 정도로 교
수자는 비대면(Untact) 수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존립에 위협을 받는 대학이 늘
어남은 자명한 사실이며, 많은 대학이 평생교육, 성인학
습자 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조차 대면 수업을 기
본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다.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부
터 비대면(Untact) 교육이라는 생소한 방법을 아무런 준
비도 없이 도입하게 되면서 교수자와 학생은 많은 혼란
을 겪어야 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비대면(Untact)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교
수자의 능력도 개인차가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문제가 되었는데, 비대면(Untact) 수업 진행에 
필수적인 컴퓨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대폰을 이
용해 강의 영상을 보는 경우도 많았다. 

비대면(Untact)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자의 고충도 
컸다. 강의 매체 작성법을 익혀야 했고, 장비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 무엇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수업의 질에 대해 확
신할 수 없는 답답함과 미안함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

기존 스마트러닝 기반 학습, 스마트러닝 콘텐츠 등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해 불가
피하게 확대된 비대면(Untact)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만족하고 학
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0년 1학기에 비대면(Untact) 
수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
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Untact) 시행 초기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 세무회계 관련 학습자와 교과목의 특성
을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수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
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0년 1학기 
운영된 비대면(Untact) 수업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
하였고, 비대면(Untact)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전공으로 확
장한다면 COVID-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수업의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비대면(Untact) 수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도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이란 스마
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 장소
의 제약 없이 학습활동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은정·서동희·기은정(2020)은 스마트러닝을 적용한 
전공교과목 수업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습참
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서는 과제가치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
습전략을 구성해야 학습참여가 강화된다고 제언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스마트
러닝과 같은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

이경희·최윤영(2019)은 스마트러닝 기반 학습이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교육용 어플을 사용하
였으며, 스마트러닝 기반 학습이 학습만족도와 학업 성취
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2].

이순미(2015)의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
으로 모바일 웹 기반 동영상과 문서 링크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러닝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그래픽수업
을 사례로 적용하여 기존의 향상교육과 비교분석을 하였
다. 스마트러닝의 이동성, 원활한 의사소통의 특징은 향
상 교육의 요구 조건과 잘 부합하여 국가직무능력 향상
을 위한 학습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3].

이인숙(2013)은 스마트러닝 콘텐츠는 서비스 초기 단
계로 콘텐츠, 상호작용, UX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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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그 기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
며, 기존 이러닝 학습과 비교했을 때 학습효과 개선 효과
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당시 대학
에서 스마트러닝을 대표하는 과목을 선별하여 분석하였
는데,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에 접목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4].

전면적인 비대면(Untact) 수업은 2000년 1학기에 시
작되었으므로 도입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Untact) 수업을 진행한 후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최원호·전영국(2020)의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기존
의 수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수업 사례를 탐
구하였다. 동영상 녹화 기반 수업에서는 수업자료의 체계
성 증가, 학습 결과물 처리의 체계성 증가, 학습의 효율 
증가, 학습 자료 관리의 편리성 증가 등의 장점이 나타났
으며, 학습자 이해 측면의 어려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낮은 학습 효율 등의 단점이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수업에서는 화면 
공유를 통한 학습 자료의 제시, 과제 수행과 발표를 통한 
컴퓨팅 사고의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상호작용
과 학습자 수준에 부합되는 개인별 학습의 한계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5]. 

김현주(2020)의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해 비대
면 한국어 수업을 경험한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포
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 
경험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은 활발한 상호작용과 즉각적
인 피드백이 가능한 점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
로 응답하였다. 연구자는 비대면 수업에서도 대면 수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동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의 성취감과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6].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여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과목의 특성
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직무중심의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
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역량 중심의 교
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7-10]. 아울러 개발된 교육과정
의 지속적교육품질관리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CQI 시스템 수립을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11] 

또한, 비대면(Untact) 수업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개발된 교육과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학습 
방법으로서의 회계 분야 학습자들의 동기와 교수법에 관

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윤우영·김수현(2000)은 학습자들의 학업스트레스는 

중도탈락률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자존
감이 낮은 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
과를 제시하였다[12]. 따라서 COVID-19로 인한 비자발
적인 비대면(Untact) 수업으로 야기되는 학습자들의 학
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
수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자숙·박아영(2020)의 연구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학
습 참여자의 자기통제력의 예측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재난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참여자의 자기통
제력을 증진 시키고 학습 참여자의 자기조절효능감과 자
신감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
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13].

박상돈(2020)은 COVID-19로 인해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COVID-19
가 진정되더라도 COVID-19 발생 이전의 사회로 돌아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인용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
하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
학에서도 정보 통신 보안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규정과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최미화(2019)의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회계교육과 학
습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회계학 교육에서 요구
되는 적절한 학습법이 스마트러닝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
시하면서 학습자의 수강목적과 특성, 학습자의 다양한 학
습 형태와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사고력,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5].

또한,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를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업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16]. 아울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 학
습 도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학습 도구 등은 세무회계 입문
자의 경우는 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나, 중급자 이상에서
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
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은 편으로 비대면
(Untact) 수업에서도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메모 등 
필기를 하며, 끊임없이 학습동기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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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Untact) 수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3.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세무 및 회계 관련 학과의 비대면

(Untact)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2020
년 1학기 비대면(Untact) 수업의 운영 실태를 2020년 9
월 3일부터 22일까지 Naver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대면
(Untact) 수업 운영 실태, 유형에 따른 장·단점 및 효과
성 등에 관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교수자 총 
55명, 학습자 총 82명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동 기간 
FGI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alssi
fication Gender Age

P
r
o
f
e
s
s
o
r

Male 40명(72.7%) Under 40s 22(40.0%)
50s 23(41.8%)Female 15명(27.3%) 60s 10(18.2%)

Educational career University location
Less than 5 

years 6(10.9%) Seoul·Gyeonggi 14(25.5%)
Less than 10 

years 8(14.5%) Daegu·
GyeongBuk 20(36.4%)

Less than 
105years 11(20%) Busan·Ulsan·

Gyeongnam 14(25.5%)
Less than 20 

years 7(12.7%) Jeolla 2(3.6%)
More than 12 

years 23(41.8%) Chungcheong 5(9.1%)

L
e
a
r
n
e
r

Gender School year
Male 15(18.3%) First grade 36(43.9%)

Female 67(81.7%) Second grade 46(56.1%)
Years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Commuting time
Less than 1 

years 13(15.9%) Less than 20 
minutes 23(28.1%)

Less than 3 
years 36(43.9%) Less than 40 

minutes 21(25.6%)
Less than 5 

years 20(24.4%) Less than 60 
minutes 26(31.7%)

More than 5 
years 13(15.9%) More than 20 

minutes 12(14.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Unit : number of people, %)

교수자들이 담당한 교과목 수는 1과목 10명(18.2%), 
2과목 16명(29.1%), 3과목 11명(20%), 4과목 18명
(32.7%)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담당 교과목의 유형(복수 
응답)은 이론 31명(56.4%), 이론+실습 27명(49.1%), 실
습 2명(3.6%)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3.2 비대면(Untact) 수업 운영 실태
3.2.1 수업 운영 현황
설문에 응답한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2020년 1학기 

수업은 95%가 비대면(Untact)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비대면(Untact)과 과제 혼합이 63.3%, 비대면(Untact)
과 퀴즈 혼합이 18.3%, 비대면(Untact)과 대면 혼합이 
13.3%를 차지하고 있었다. 

Fig. 1. Type of professor’s class operation

Fig. 1은 교수자의 2020년 비대면(Untact) 수업 운영 
유형과 및 선호 유형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이다. 그 결
과 수업 운영의 형태는 강의촬영을 통한 동영상 수업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PPT 동영상 전환을 통한 유튜
브 URL링크 활용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
는 유형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경우 2가지 유형에 맞는 교과목이 가장 많
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Fig. 2.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a lecture

Fig. 2에서는 교수자의 비대면(Untact) 수업용 강의 
제작 지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이 교수자 본인이 제작하고 있으며, 조교나 행정조
교의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제작 장소에 
대한 중복응답도 연구실(52.0%)과 자택(36.0%)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강의실(14.5%), 교내 스튜디오
(1.8%)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를 위한 도구로 PC와 노트
북을 가장 많이 활용(77.4%)하고 있으며, 태블릿
(11.9%), 휴대론(7.1%)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동영상 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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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YouTube URLs via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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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 to lear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PPTX

Current class type Preference type

Preparing for the 

whole course

4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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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Lecture only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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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장비 등의 활용(3.6%)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Learner's Class Experience and Preference Types

Fig. 3은 학습자의 2020년 비대면(Untact) 수업 경험 
유형과 현재 선호하는 형태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이다. 
그 결과 수업 경험 유형과 선호 유형은 교수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강의촬영을 통한 동영상 수업과 
PPT 동영상 전환을 통한 유튜브 URL 링크를 통한 수업
은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학
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 선호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Time to take 
classes Place to take classes Tool to take 

classes
0:00

~6:00
16

(12.2%) Home 78
(75.7%) Desktop 31

(25.2%)
6:00

~12:00
7

(5.3%) PC cafe 2
(1.9%) Laptop 63

(51.2%)
12:00

~18:00
52

(38.9%)
Coffee 
shop

16
(15.5%) Tablet 10

(8.1%)
18:00

~24:00
54

(41.2%) Study cafe 2
(1.9%) Cell phone 19

(15.4%)
Others 3

(2.3%) Others 5
(4.9%) Others 0

(0.0%)
Total 131 Ttotal 103 Total 123

Table 2. Time, place, and tools to take Untact classes
(Unit : number of people, %)

Table. 2는 학습자의 비대면(Untact) 수업을 듣는 시
간, 장소 및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12시에서 24시 사이, 자택,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활용해
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비대면(Untact) 수업 유형별 인식
줌(Zoom) 또는 웨벡스(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의 장점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복수 응답 결과
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한 점을 장점(교수자 55.0%(33명), 
학습자 48.8%(40명))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장점이 없다

는 응답이 교수자 15.0%(9명), 학습자 48.8%(40명)로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
서 줌 또는 웨벡스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은 상호 간
의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수업운영 방식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선호하
지 않는 유형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55.0%

10.0%

11.7%

15.0%

8.3%

0.0% 20.0% 40.0% 60.0%

Be able to see the learner

Ease of progress in class

The feeling of being good at

dealing with the latest media

No merit

Others

4.9%

14.6%

19.5%

48.8%

12.2%

0.0% 20.0% 40.0% 60.0%

Be interested in class

Be easy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a class

See the professor and his

classmates

No merit

Others

Fig. 4. Advantages of using zoom or webex, etc 
(left-professor, right-learner)

줌(Zoom) 또는 웨벡스(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의 단점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복수 응답 결과
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자들은 학생들을 통제
하기 어렵다 40명(41.7%), 음성 또는 화면 전송이 원활
하지 않다 25명(26.0%), 강의집중의 어려움 21명
(21.8%)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반복해서 학습이 불
가능 48명(39.3%), 음성 화면 전송이 원활하지 않다 40
명(32.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 실시
간 수업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서버, 인터넷망 등의 
H/W 장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최근 학습자들은 TLT(Teaching and Learning 
with Teaching)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반복학습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3%

26.0%

41.7%

21.9%

2.1%

0.0% 20.0% 40.0% 60.0%

WiFi frequently

disconnects

Poor voice or screen

transmission

Difficulty in controlling

students

Difficult to concentrate on

the lecture

Others (include no

disadvantage)

12.3%

32.8%

39.3%

8.2%

7.4%

0.0% 20.0% 40.0% 60.0%

WiFi frequently

disconnects

Poor voice or screen

transmission

Unable to learn repeatedly

Have no disadvantage

Others

Fig. 5. Disadvantages of using zoom or webex, etc 
(left-professor, right-learner)

동영상(유튜브 Url 링크 등)을 활용한 수업의 장점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복수 응답 결과는 Fig.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반복학습이 가능(교수자 44.1%(41명), 학
습자 37.9%(75명)), 수업자료 활용이 용이(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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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9명), 학습자 24.7%(49명)), 다양한 기기에서 접
근 가능(교수자 18.3%(17명), 학습자 20.7%(41명))로 제
시되어 있다. 이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는 동영상 콘
테츠를 제작하여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인 수업이 줌
(Zoom) 또는 웨벡스(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의 단점인 반복학습과 음성 또는 화면 전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업 형태인 것을 의미한다.

44.1%

20.4%

12.9%

18.3%

4.3%

0.0% 20.0% 40.0% 60.0%

Repeatable Learning

Ease of use of teaching

materials

Ease of learning planning,

such as focusing on oneself

Accessible from a variety of

devices

others

37.9%

24.7%

15.2%

20.7%

1.5%

0.0% 20.0% 40.0% 60.0%

Repeatable Learning

Ease of use of teaching

materials

Ease of learning planning,

such as focusing on oneself

Accessible from a variety of

devices

others

Fig. 6. Advantages of using study video content  
production and loading (ex, youtube url link 
etc)(left-professor, right-learner)

동영상(유튜브 Url 링크 등)을 활용한 수업의 단점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
자의 경우 MP4 파일 변환, PPT 등 수업자료 만들기, 유
튜브 업로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경우는 너
무 단조로움, PPT가 세련되지 못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
다. 다만 학습자의 경우 단점이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경우 동영상(유튜브 Url 
링크 등)을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34.2%

34.2%

17.7%

1.3%

12.7%

0.0% 20.0% 40.0%

Making materials for

classes such as PPT

MP4 conversion time

YouTube Upload

Procedure

have no disadvantage

others

11.5%

27.1%

14.6%

40.6%

6.3%

0.0% 20.0% 40.0% 60.0%

Data usage

be too monotonous

PPT is not sophisticated

have no disadvantage

others

Fig. 7. Disadvantages of using study video content 
production and loading(ex, youtube url link 
etc)(left-professor, right-learner)

3.2.3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2020년 1학기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자의 경우는 대면 수업의 학습효과가 높다
(45.5%(25명)) 및 매우 높다(19명(34.5%))가 80.0%를 

자지하여 비대면(Untact)의 학습효과가 높다는 응답비
율 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3.6%

1.8%

14.5%

45.5%

34.5%

15.9%

20.7%

20.7%

20.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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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Untact classes are very high

The effects of Untact classes are high

No difference

The effects of face-to-face classes is high

The effects of face-to-face classes is very high

Professor Learner

Fig. 8. Effectiveness of Untact classes

하지만 학습자들의 경우 대면수업의 학습효과가 높다
(42.7%(35명))고 응답하고 있으나 비대면(Untact) 수업
의 학습효과가 높다(36.6%(30명))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COVID-19 이후에
도 교수자들은 첨단기기, 즉 TLT에 익숙해진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의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성을 5 Likert type으로 
변환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및 남녀 간의 학습효과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교수자
보다는 학습자가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가 비
대면(Untact) 수업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본 수의 한계점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집
단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질 높은 비대면(Untact) 
수업 설계를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해 표본 수를 늘려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ariabels N Mean Std. Dev. T-value Sig. T
Professor/L

earner
Professor 55 1.95 .951 -4.660 .000**Learner 82 2.88 1.391

Gender
(tatal)

Male 55 2.22 1.150 -2.190 .030*Female 82 2.70 1.385
Gender

(Pofessor)
Male 40 1.95 1.011 .057 .954Female 15 1.93 .799

Gender
(Learner)

Male 15 2.93 1.223 .187 .853Female 67 2.87 1.434
* P<0.05, ** p<0.01

Table 3. T-test analysis result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male and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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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Mean Dunnett Multiple Range Test Sig. F1-2 1-3 1-4 2-3 2-4 3-4

C
l
a
s
s
e
T
y
p
e

Real-time 
classes for 

Zoom, Wevex, 
etc.

23 1.78

** ** ** n.s n.s n.s .019*

Video class 
through lecture 

photography
84 2.63

Link YouTube 
URLs via PPT 

Video Switching
67 2.81

Upload to 
learning 

management 
systems such as 

PPTX
46 2.59

* P<0.05, ** p<0.01

Table 4. Anova analysis result between preferred class 
types 

비대면(Untact) 수업의 선호 유형에 따른 수업의 효
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Anova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확률이 
.019로 95%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Dunnet 사후검증 결과, 실시간수업(줌, 웨벡스 
등)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
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교과목 특성상 줌이나 웨벡스
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선호되지 
않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3.3 비대면(Untact) 수업 운영 개선 방안
최근 비대면(Untact)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많

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실에 비치된 기본적인 
컴퓨터 이외, 노트북, 태블릿, 웹캠, 메모리 및 그래픽카
드 업그레이드 등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원격수업 운영 도우미 사업
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혁신지원사업 4유형 사업을 
통해 비대면(Untact)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
지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비대면
(Untact) 수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 방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학기 비대면(Untact) 수업은 교내스튜
디오 촬영 장소, 장비, 행정조교와 같은 인력지원 등이 매
우 부족했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교수자와 교과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스
튜디오, 편집과 인코딩, 그리고 LMS 업로드 등의 장비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비대면(Untact) 수업을 위해 교수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공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교수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매
체제작에 대한 기술과 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
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자의 경우 줌 또는 웨벡스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의 장점이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으며, 교수자에
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교과목
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율적인 수업진행 방식 지정은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비대면(Untact)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
교육품질관리(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체
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대학 차원뿐만 
아니라 학과별·전공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설계-운영-
질 관리를 통한 환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
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세무회계 관련 학습자의 특성과 교과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비대면(Untact) 수업을 설계·운영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수자
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2020년 1학기 운영된 비대면
(Untact) 수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교수자 총 55명과 학습자 총 82명을 
대상으로 Naver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동 기
간 FGI 등을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비대면(Untact) 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 강의 촬영
을 통한 동영상 수업, PPT 동영상 전환이 가장 많이 활
용되었다. 학습자 분석에서도 이 두 유형을 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무회계 관련 
학과에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줌
(Zoom) 또는 웨벡스(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수업
은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실제 수업운영 
방식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선호하지 않는 유형으
로 나타났다.

비대면(Untact)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분석에서 
교수자는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가 높다는 응답이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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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으나, 학습자들은 비대면(Untact) 수업의 학습 효
과가 높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이
후에도 교수자들은 첨단기기, 즉 TLT에 익숙해진 학습자
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업의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선호하는 동영상 수업을 위해서 교
과목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기자재,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수자들을 위해 비대면(Untact) 수업을 
위한 교수법 지원과 매체 제작 및 장비 조작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Untact) 수업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일률적인 수
업 진행 방식은 시정되어야 한다. 넷째, 비대면(Untact) 
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교수자들이 예측과는 달리 비대면(Untact) 수업이 교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운영될 경우 오히려 대면 
수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학습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따
라서 대학과 교수자들은 본 연구의 개선 방안과 학습자
의 변화를 수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대면
(Untact) 수업설계 및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과를 대상으로 제한적으
로 수행되었다. 향후 세무회계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표
본 수를 확대하여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타 전공으
로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전공별로 학습자, 교과목 
등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수업현장에서 
전공별로 적합한 비대면(Untact)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며, 다양한 전공에서 본 연구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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